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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NANS(N-App N-Screen) 기술은 모바일 장치가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

션을 복수 개의 스크린에 표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다. 모바일 장치는 휴대성을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

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전력 감소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NANS 기술을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위에 적용한 NANS 프레

임워크를 소개하고, NANS 프레임워크에서의 소비전력 감소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전력 감소 기법 두 가지를 제시

한다. NANS 기술 사용자들은 여러 개의 App이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의 App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면 N개의 태스크를 한 Time-window 안에서 한 개의 태스크로

집중하여 보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Focus-Centric DVFS 알

고리즘은 Unfocused App이 맵핑된 CPU 코어에는 최대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여 소비전력을 줄이는 기법이다. Focus-Centric Display Refresh는

Unfocused App이 맵핑된 디스플레이의 frame update를 멈추고 기존에

60Hz로 고정된 refresh rate를 0Hz로 바꿈으로써 소비전력을 줄인다. 이

기법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력 소모를 평균 31.4% 줄이고 실제 NANS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스마트폰의 배터리 지속시간을 증가시켰다.

주요어 : 안드로이드, 외부 디스플레이, DVFS, 소비전력 관리,

디스플레이 전력 관리, Refresh Rate

학 번 : 2014-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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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신 IT 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스

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과 같은 각종 모바일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기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CPU 코어 수가 8개 이

상이며 일반 HD 화질보다 화소수가 4배 높은 Quad-HD 화질로 표시하는

고사양의 스마트폰[1]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과 이동할 수 있

는 특징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

며, 2015년에 이미 전 세계 PC 보급률을 넘었을 만큼 대중화되고 기존에

PC가 하던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다[2].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크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외부 디스플레이(TV, 모

니터 등)에 표시하기 위하여 MHL[3], Miracast[4] 등 여러 가지 유·무선

화면 전송 기술들을 이용한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 미러링 기술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외부 디스플레이 장

치에 동일하게 표시하여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하 App) 화면을 TV

등에서 볼 수게 한다. 하지만 스크린 미러링 기술은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동일한 화면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며, App의 제어는 스마트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N-App N-Screen(이하 NANS) 기술은 이러한 제약들을 뛰어넘어 하나

의 모바일 장치가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N-App)을 복수 개의 스크린

(N-Screen)에 표시하면서 각각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 기술이다[5]. 예를 들어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두 개의 외부 디스플레

이 상에 메신저, 웹 브라우저, 비디오 플레이어를 동시에 표시하면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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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pp을 서로 다른 입력 장치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안드로

이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NANS 기술을 적용한 NANS 프레임워크

가 개발되었다.1) 그림 1은 이러한 NANS 프레임워크를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구성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모바일 장치 특성상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의 최소화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이를 위한 최적화 기술 적용이 필수적

이다[6]. NANS 기술은 여러 개의 App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큰 전

력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다. 실제로 NANS 프레임워크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1개의 App, 2개의 App 그리고 3개의 App을 NANS

기술로 실행시켰을 때, 배터리 소모 시간 차이가 매우 큼을 체감할 수 있

1) NANS 기술 시연 영상: https://youtu.be/KTYCjc8aoMU

그림 1. N-App N-Screen 기술의 실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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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는 실제 모바일 장치에 NANS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몇 가지

App의 조합으로 사용하면서 측정한 NANS 기술의 평균 소비 전력을 나

타낸 그래프2)이다. 2개 App을 실행하였을 때 평균 소비전력이 1개 App

의 소비전력의 2배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3개 App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3배 이상이 되어 배터리 예상 유지 시간이 90분이 채 되지 못하였다. 따

라서 NANS 기술이 실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전력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모바일 장치에 필수적인 소비전력 절감 기술 연구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7]. 그 중 대표적으로 프로세서의 소비전력을 절

2) 실험 환경
모바일 장치 : Google Nexus 5 (Android 5.1.1 with NANS Framework)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 HDMI (1920x1080), Miracast (1280x720)
대표 수행 App : Trepn Profiler, 웹브라우저, 갤러리, 메신저, MX player, 카카오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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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ANS 프레임워크에서의 평균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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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소프트웨어 레벨 기술인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가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의 AP(Application Processor)에는

DVFS 기술이 적용되어있다. 또한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스들을

CPU 코어에 불균등하게 배치하여 코어의 idle time을 늘리는 CPU Idling

기법과 또 이를 이용해 CPU 각 코어의 부하에 따라 동적으로 코어의 전

원을 켜고 끄는 CPU Hotplug 등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NANS 기술이 가진 특성 때문에 효력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9]. 그림 3은 1개의 App이 수행될 때의 CPU 클럭 주파수와 3개의

App이 NANS 기술로 수행될 때의 CPU 클럭 주파수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술들은 CPU 이용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소모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App이 동

그림 3. 1개의 App과 3개의 App이 수행 중인 CPU의 Frequenc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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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행되어 CPU 이용률이 최고치에 가깝게 사용되는 NANS 기술에서

는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그림 4는 NANS 기술의 평균 소비전력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NANS 기술은 여러 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무선 전

송기술을 통해 외부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전송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비전

력이 필수적으로 더해지게 된다. 이 때 화면 전송 전력은 App의 화면을

인코딩하고 실제로 전송하는데 드는 전력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여러 개의 App 실행으로 인한 높은 CPU 부하와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표시로 인한 고정적인 전송 전력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상황

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NANS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그림 4. NANS 기술 평균 소비전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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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절감 기법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한 시점에 사용자는 하나

의 App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사용자 중심 전력 절감 기법

을 제안한다. 사용자 중심 전력 절감 기법으로 첫 번째는 CPU 소비전력

을 줄이기 위한 Focus-Centric DVFS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전송 전력을 줄이기 위한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

법을 제안한다. Focus-Centric DVFS 알고리즘은 비동기식 대칭형 멀티

코어 프로세서(Asynchronous Symmetric Multi-core Processor)에서 현재

focus를 갖지 않는 App에 할당하는 CPU 주파수를 줄임으로써 소비전력

절감을 얻는다. Focus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사용자와의

interaction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App이 맵핑되어 있

는 CPU 코어에는 해당 App이 요구하는 CPU 부하에 맞게 CPU 주파수

를 할당하는 기존의 Ondemand DVFS governor 방식을 적용하며, focus

를 갖지 않은 App이 맵핑되어 있는 CPU 코어에는 해당 App이 요구하는

CPU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혼합

형 DVF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법은

기존에 디스플레이의 종류나 frame rate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으로 60Hz로 고정되어 있는 refresh rate를 디스플레이 별로 맵핑되어있

는 App의 frame rate에 따라 조절하여 낭비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NANS 기술을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최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2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NANS 프레임

워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후 4장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두 가지

사용자 중심 전력 절감 기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5장에서는 이 기

법들의 전력 절감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의 구성과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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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모바일 장치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

해 다양한 기법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소프트웨어 레벨

기법인 DVFS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며, 대부분의 모바

일 장치에는 DVFS 기술이 적용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DVFS 기법은 기존에 에너지에 큰 제약이 없는 PC에 적

용되는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름대로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

고 있는 모바일 장치들은 휴대성을 위해 배터리로 동작되기 때문에 에너

지 소모에 더 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PC에서의 전력 관리 기

법과는 다른 모바일 장치의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력 관리 기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10]. 그러나 많은 기

법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DVFS와 함께

사용되는 프로세서 전력 최적화 기법으로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프로세

스들을 CPU 코어에 불균등하게 배치하여 코어의 idle time을 늘리는

CPU Idling 기법과 또 이를 이용해 CPU 각 코어의 부하에 따라 동적으

로 코어의 전원을 켜고 끄는 CPU Hotplug 기법이 있다. CPU Throttling

기법은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를 동적으로 제한하여 전력을

낮추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강제로 최대 주파수를 제한하여 App

의 퍼포먼스가 급격히 변해 사용자가 느끼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11].

A Carroll.[12]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각 시스템 컴포넌트

별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디스플레이에 소비되는 전력이 전체 전력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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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즉, 디스플레이 소비 전력을 줄임으로써 전체 소비 전력을 크

게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Iyer[13]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전체 사용

시간의 약 45%를 focus를 가진 윈도우(window of focus)에 사용하며, 이

는 전체 스크린의 50% 이하 면적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

다. Iyer는 이를 이용하여 focus를 가진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밝기 혹은 색을 변경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안드로이드에서는 App 화면 frame을 frame buffer에 쓰고 이

buffer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실제 디스플레이에 그린다. 이렇게 frame

을 frame buffer에 업데이트 하는 비율을 frame rate라 하며 이미지 데이

터를 실제 디스플레이에 그려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비율을 refresh rate라

고 한다. D. Kim[13] 등은 몇 가지 일반적인 App과 게임 App을 골라

frame rate와 refresh rate를 측정하여 디스플레이 장치가 frame rate에

비해 과도하게 refresh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떤 App들은

콘텐츠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frame 업데이트를 요구하여 불필

요한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화

면이 바뀌게 되는 의미 있는 frame만을 골라 frame rate를 낮추고 이에

맞추어 refresh rate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미 있는

frame을 고르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며 가변적인 refresh rate를 제공

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에만 적용된다. C. Zhang[15] 등은 Miracast로 화면

을 그릴 때에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 반복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코

덱 수행을 건너뛰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S. Woo[16] 등은 사용자의 입력

과 CPU 이용률을 기반으로 App의 수행 단계에 맞추어 변경 가능한 실행

주파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App에 종속적이라는 제한을 가

지고 있다. M. Martins[17] 등은 백그라운드 액티비티와 서비스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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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너지를 절약하기를 꾀하였지만 이미 백그라운드 액티비티와 서비스

는 전체 CPU 부하의 10% 이하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크지 않

다. Y. Kim[18] 등은 Arm의 big.LITTLE 프로세서에서 Big core의 제한

온도 도달 시에 프로세스를 Little core로 이전하여 소비전력을 낮추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Heterogeneous한 코어에 적용되는 기법이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복수 개의 App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Tieto Multi-window[19]가 있다. Tieto Multi-window는

Android 4.2.2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마치 PC의 운영체제에서 복수 개의

App을 개별 윈도우로 표시하는 것처럼 App이 각각의 윈도우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하나의 모바일 장치 화면 안에서 공간을 분할하

여 복수 개의 App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

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전송하는 전력이 들지 않지만, 스마트폰의 화

면 내에서 여러 App의 화면을 합성하여 표시하는 인코딩 전력이 추가적으

로 소모된다. Tieto Multi-window는 하나의 모바일 장치에서 여러 개의

App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활성화된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윈도우에 표시되는 App의 프로세스는

일시정시(Pause) 상태로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3. NANS 프레임워크

본 장에서는 NANS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첫 절에서는 NANS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구현된 NANS 프레임워크

의 구조를 알아본다. 3절에서는 NANS 기술의 제어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NANS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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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NANS 프레임워크 개요

N-App N-Screen 기술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제한적인 모바일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콘텐츠를 더 크고

우수한 디스플레이 성능을 가진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표시할 수 있고, 동

시에 여러 App을 확인하며 수행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뛰어난 성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NANS 프레임워크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서 NANS 기술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 기반 모바일 플랫폼으

로 사용한 안드로이드는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82.8%를 점유

[20]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으로서 전 세계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각종 모바일 장치에 활

용되고 있다. 기존 안드로이드에서는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선 전송 기술인 MHL과 무선 전송 기술인 Miracast를

이용하여 스크린 미러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체 차량용 스마트폰

도킹 솔루션인 Android Auto[21]를 지원하는데, 이는 외부 디스플레이 장

치가 가진 입력 장치를 활용하여 App 제어가 가능하지만, 도킹 후에는

스마트폰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NANS 프레임워크는 MHL과

Miracast를 이용하여 각각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App 화면을 스

크린 미러링 할 수도 있으며 독립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만약 외부 디

스플레이 장치가 입력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외부 디스플

레이 장치에서 직접 App 제어가 가능하여 마치 해당 App이 스마트폰이

아닌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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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NANS 프레임워크 Input 전달 구조

그림 5. NANS 프레임워크 App 화면 전송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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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ANS 프레임워크의 구조

그림 5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상의 NANS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NANS 프레임

워크는 대부분 자바 프레임워크 층과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층에서 App

수행, 화면 출력, 입력 전달을 관장하는 모듈들을 수정 및 개발하였다.

NANS 프레임워크가 복수 개 App의 화면을 외부 디스플레이로 맵핑하여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바 프레임워크 레이어

의 ActivityManager는 복수 개의 App의 동시 수행을 담당하며,

WindowManager는 이러한 App들이 그려질 윈도우들을 관리한다. 라이브

러리 레이어의 SurfaceFlinger는 각 디스플레이와 맵핑된 프레임버퍼에

그려질 App 화면들을 구성한다.

그림 6은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해당 디스플레이에 맵

핑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NANS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을 보여준

int getTaskIdByPackageName(String packageName)

App의 PackageName으로 해당 App이 현재 실행한 태스크의 ID
를 반환한다.

boolean setExternalDisplay(int taskId, Display display)

태스크의 ID를 가지고 해당 태스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도록 맵핑한다.

int getDisplayIdByTaskId(int taskId)

해당 태스크가 맵핑된 디스플레이의 ID를 가져온다.

표 1. 대표적인 NANS 프레임워크 API 함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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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put Manager는 어플리케이션을 외부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가진 디

스플레이 객체와 연결하고, InputDispatcher는 외부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복수 개의 App 중에서 해당 디스플레이 객체에 맵핑된 App에게 안드로

이드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이벤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표 1은 NANS 프레임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연결되는, 즉 App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API 함수들이다. 이 함수들을 활용하면

NANS 기술을 제어하는 UI(User Interface) App이나, 동시에 여러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 App을 개발할 수 있다.

3.3 NANS 기술의 제어 방법

그림 7. 멀티터치 스와이핑을 이용한 NANS 기술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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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S 기술은 별도의 외부 입력 장치 없이는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된 App을 직접 제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NANS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NANS 기술의 제어 방법은 사용자가 제어하길 원하는 App을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가져와서 직접 제어를 하는 것이다. 이 때, 스크린

미러링 상태로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함께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어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가져와서 제어 후 다시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맵핑시킬 수도 있다. NANS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멀티터치 스와이핑 입력을 통하여 App을 사용자가 원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쉽게 맵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간단히 스마트폰 화면 중앙에 손가락 3개를 대고 앞으로 미는 동작을 함

으로써 현재 스마트폰에 표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Miracast로 연결

된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바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8는 앞서 살펴본 NANS 프레임워크의 API 함수들을 사용하여 음

성으로 NANS 기술을 제어하는 UI App인 NANS Talk의 구조이다. 음성

명령을 통하여 외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화면을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가

져오지 않아도 App을 외부 디스플레이에 맵핑하고, 정해진 동작들로 App

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차량에서도 쉽게 NANS 기술을 제어

그림 8. API를 활용한 NANS 음성제어 UI App NANS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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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면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내비게이션을, 뒷좌석의 디스플레이에는 영화를, 사

용자의 스마트폰에는 메신저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App이 어떤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맵핑 되어있는 지 직접 보여주어 좀 더 직관적인 App

스위칭 조작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원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고자

하는 App의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손쉽게 맵핑할 수 있으

며, 맵핑된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4 NANS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프로젝트

2007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된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로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어 현재 6.0.1 rev.31 버전까지 발표되었

다[22].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개방된 여

러 유용한 기술들을 이식하였으며, 하드웨어에 독립적이고 재사용이 가능

그림 9.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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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듈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듯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많은 개발

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미처 발견하지 못

한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드백과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

오나 App의 개발 속도가 매우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현재

NANS 프레임워크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되어 이러한 장점을 누리

기를 도모하고 있다.

Git은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Distributed

Version Control System)으로서 리눅스 커널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는데[23], 안드로이드 역시 Git 리포지토리로 소스코드가 공개되

어있다. GitHub는 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로, 오픈소스를 위한 무료 리포지토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GitHub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Git 호스팅 사이트이며, NANS 프레

그림 10. NANS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프로젝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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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는 GitHub 리포지토리로 오픈되어있다. 70GB 이상이 되는 방대한

양의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는 각 모듈별로 계층구조를 이루어 리포지토리

가 나누어져있고, 메인 리포지토리에서 개별 리포지토리들을 접근하여 원

하는 버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돼있다. NANS 프레임워크는 그림

10과 같이 안드로이드 5.1.1 rev.9 버전의 레포지토리로부터 수정된 모듈

들을 각각 포함하는 4개의 리포지토리와 이들을 포함하는 메인 리포지토

리로 구성되어 있다.

4. NANS 프레임워크에서의 사용자 중심 전력

절감 기법

4.1 NANS 기술 사용자 특성

Iyer[13]의 관찰에 의하면 모바일 장치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 사용 시

간의 약 45%를 focus를 가진 윈도우에 사용하며, 이는 전체 스크린의

50% 이하 면적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focus를 가진 윈도우를 제외한 디스

플레이 영역에서의 소모전력 절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한 시점에서

한 사람은 하나의 태스크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태스크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태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NANS 기술 사용

자들은 여러 개의 App이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 분배되어 표시되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의 App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활성화된

App은 대부분 작업이 큰 App이며 특히 사용자와 interaction이 이루어지

면 가장 부하가 큰 App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N개의 태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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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ime-window 안에서 한 1개의 태스크로 집중하여 보는 문제로 바꾸

어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하나의 태스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태

스크들이 열심히 수행되고 있는 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용

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App들의 수행 방식에 변화를 주어 전력을 절감하

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cus-Centric DVFS 알고

리즘과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력 소

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4.2 Focus-Centric DVFS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다루는 비동기식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는 모든 코

어의 최대 동작 주파수는 같지만 전압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따로 인가받

아 다른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사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인 Nexus 5[25]의 AP는 이러한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26㎓부터 최저 300㎒까지 총 14가지

주파수 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VFS

Governor에는 Performance, Powersave, On-demand, Conservative,

Userspace가 있다[24]. 이 중 On-demand governor는 일반적인 DVFS 개

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governor로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 governor를

사용하고 있다. On-demand는 CPU의 이용률에 알맞게 주파수를 변화시

켜 제공하는데, 일정 sampling time동안 CPU 사용률이 상한 임계치(예:

80%)를 넘으면 최대 주파수를 사용하고, 하한 임계치보다 낮아지면 주파

수를 단계적으로 낮춘다. 동기식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On-demand는

CPU 사용률이 가장 높은 코어에 맞추어 모든 코어가 같은 주파수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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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따라서 최대 주파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load balancing을 하도

록 하며 이를 위해 CFS(Completely Fair Schedul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비동기식 멀티코어 프로세서도 이와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DVFS가 각 코

어에 적용되어 같이 각 코어의 사용률만큼만 주파수를 사용한다.

기존 NANS 환경은 그림 11과 같이 사용자 App의 프로세스를 CFS에

의해 맵핑하고 모든 코어의 CPU 이용률로써 On-demand governor따라

CPU 주파수를 결정한다. 보통 사용자 App의 프로세스가 시스템 프로세

스보다 훨씬 큰 CPU 이용률을 가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코어에 맵핑되

며, 코어들의 이용률 변화에 따라 다른 코어로 이동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ocus-Centric DVFS 알고리즘은 비동기식 대칭

그림 11. 비동기식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의 On-demand DVFS

그림 12. 비동기식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의 Focus-Centric DV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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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그림 12와 같이 현재 focus를 갖는 즉, 가장

최근 사용자와의 interaction을 통해 활성화된 App이 맵핑되어 있는 CPU

코어에는 기존의 On-demand governor 방식을 사용하여 focus를 갖게 된

App(이하 Focused App)이 원활하게 동작하게 하며, focus를 갖지 않은

App(이하 Unfocused App)이 맵핑되어 있는 CPU 코어에는 On-demand

방식에서 해당 App이 요구하는 CPU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로 제한하여

App의 수행속도를 늦추고 소비 전력을 낮추는 혼합형 DVFS 알고리즘이

다. 사용자가 하나의 App에 집중하는 time window 동안 Unfocused App

의 수행속도나 반응성이 느려지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이를 통해 전력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App은 Unfocused라고 하더라도 수행속도가 느려지면 사

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려, CPU 주파수를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것

도 있다. 영화, 음악 App과 같은 미디어 App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미리

App의 특성에 따라 Class를 정의하고 분류를 함으로써 특정 클래스에 속

한 App들은 Unfocused 상태라고 해도 CPU 주파수에 제한주지 않도록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4절에서 설명한다.

Focus-Centric DVFS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Focused App과

Unfocused App이 같은 코어에 맵핑되지 않도록 프로세스 재배치를 수행

한다. 이 때, 제한을 주지 않는 클래스에 속한 App도 재배치는 수행된다.

Focused App과 Unfocused App이 다른 코어에 맵핑되어 있는 상태에

서 Unfocused App이 요구하는 CPU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해 powersave-bias라는 인자를 사용한다. 이는 요구하는 주파수의 몇

퍼센트까지를 최대 주파수 범위로 허용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Unfocused App이 맵핑된 코어에 할당하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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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13과 같다. 위 알고리즘에서 만약 powersave-bias를 20으로 준다

면 Ondemand Governor에 의해 결정된 target_frequency에 80/100을 곱

하고 이것이 가능한 주파수 단계인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해당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주파수보다 윗단계의 주파수 중 가

장 작 주파수 단계를 결정하여 동작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Unfocused

App이 맵핑된 코어는 최대 주파수에서 powersave-bias 값의 백분율을

넘는 최소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게 된다. 즉, 해당 코어가 동작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의 범위를 씌워준 것이 된다. Focus-Centric DVFS는

powersave-bias를 최대치인 100으로 주어 Unfocused App이 맵핑된 코어

그림 13. Unfocused App이 맵핑된 코어에 할당하는 주파수 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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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 주파수로 동작하여 전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 최대한의 소비전

련 감소 효과를 누린다. 이 때, 제한을 주지 않는 클래스에 속한 App은

플래그를 통해 맵핑된 코어 주파수 제한을 방지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

시에 볼 수 없는 Unfocused App에서 필요한 전력을 아낌으로써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하게 소비전력 절감 효과를 이룬다.

4.3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법

사용자가 관심이 없는 Unfocused App은 대부분 화면 업데이트도 드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

시간으로 보이기 위하여 refresh rate를 60Hz로 고정한다. 이에 안드로이

드 또한 frame에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디스플레이 장치에 frame buffer

의 데이터를 60Hz의 속도로 전송한다. Static Refresh Rate (SRR)인 이

방식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낭비되는 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D. Kim[14] 등은 이를 해소하고자 Content-Centric Display Management

기법을 제안하였다. sampling time 동안 surface flinger에서 frame

update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refresh rate를 조

절하는 방식이다. frame rate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앞의 Focus-Centric DVFS에서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frame rate를 계산하고 이 값과 동일한 refresh rate가 가

능한지 확인한 후, 가능한 값이 아니면 그것보다 높은 가능한 refresh

rate 중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frame rate가 21fps일 때,

21Hz가 최적의 동작 주파수이지만 이것이 지원하지 않는 주파수 단계라

면 그보다 바로 윗단계 주파수 (예)24Hz로 동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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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ontent-Centric Display Management을 외부 디스플레이에 적

용하는 데에는 제약점이 있는데,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의 디바이스 드라

이버가 장치의 refresh rate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 안드로이드에 MHL과 Miracast에는 refresh rate가 0Hz

혹은 60Hz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ocus-Centric

그림 14. Static Refresh Rate 화면 처리 과정

그림 15.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화면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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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Refresh 기법은 외부 디스플레이에 맵핑된 App이 unfocused 되

었을 때는 프레임 버퍼에 쓰는 이미지 데이터 렌더링 작업을 멈추고

refresh rate를 0Hz으로 바꾸어 화면 업데이트를 일시정지하며 App이 다

시 focus 되었을 때 60Hz로 바꾸어 화면 업데이트를 다시 진행한다.

Focused App을 제외한 App들은 화면을 일시정지 하여도 사용자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전력 절감을 할 수 있다. App

에 따라 화면을 정지하면 안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류는 다음절에

서 설명한다.

4.4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른 분류

App은 특성에 따라 Focus-Centric DVFS (F-DVFS)와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F-DR)의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4개의 Class로 분류될 수 있다. Class 1은 App이 Unfocused 일 때라도

작업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화면이 멈추면 안 되는 즉, CPU 주파수가

낮춰지도록 제한되는 F-DVFS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면 업데이트를 제

한하는 F-DR을 사용할 수 없는 App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어는

focus를 잃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른 App을 사용하면서 영화를 시청

하고자 할 것이므로 CPU 주파수가 제한되어 영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야하며 화면 업데이트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lass 2는

Class 1 2 3 4

F-DVFS 적용 X X O O

F-DR 적용 X O X O

표 2. Class별 전력 최적화 기법 적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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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cused 일 때 작업 처리 속도는 유지하되 화면은 잠시 멈추어도 되는

App에 대한 분류이다. 예를 들어 음악 플레이어는 화면 업데이트가 많지

는 않지만 음악이 끊기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Unfocused 일 때 F-DVFS는 적용하지 않고 F-DR만을 적용한다. Class

3에 속한 App은 Unfocused 일 때 작업이 느려지는 것은 허용하나 화면

업데이트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메신저는 Unfocused 일 때 문자 메

시지 업데이트 빈도를 느리게 할 수 있으나 화면은 계속 업데이틀 하여

수신한 메시지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F-DVFS는 적용하

고 F-DR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Class 4는 F-DVFS와 F-DR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분류이다. 이미지 뷰어나 오피스 뷰어의 경우 사용

자의 focus를 잃었을 때 화면 업데이트를 멈추고 이미지 프로세싱도 멈출

수 있다. 사용자는 화면 터치 등으로 App에 focus를 다시 줌으로써 작업

과 화면 업데이트를 재개할 수 있다.

5. 실험 구성 및 결과

5.1 전력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한 모바일 장치로서 Google의 Nexus 5[25]에 기존 안드로이

드 ver. 5.0.1(Lollipop)이 탑재시켜 실험을 하고 비교군으로 같은 기기에

NANS Framework를 탑재하여 실험하였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무선

Miracast 동글(1280x720)과 유선 MHL-HDMI 젠더(1920x1080)를 이용하

여 24인치 모니터에 연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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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비전력 측정을 위해 H/W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Monsoon Power Monitor[26]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일관성을 위해 실험

비교군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첫

째로, 스마트폰의 가능한 모든 설정들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둘째로, 실험

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사용을 중지하

였다. 특히 계속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셀룰러 신호과 GPS 등을 차단시

키기 위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였다. 목적에 맞는 비교를 위해 화면 밝

기는 동일하게 최대로 맞추고 스마트폰 진동과 내장 스피커는 끄도록 하

였다[12]. 리소스 사용량 측정을 위해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는 S/W 툴 중

Nexus 5의 Chipset 제조사인 Qualcomm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App인

Trepn Power Profiler[27]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 시 사용하는 미디어

데이터에 따라 실험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음악과 동영상 플레이어에서는

동일한 미디어의 동일한 시간 구간을 재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pp 목록은 아래 표 3과 같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

App 종류 App 이름 Class

비디오 플레이어 MX Player 1

내비게이션 KakaoNavi 1

음악 플레이어 기본 음악 플레이어 2

웹 브라우저 기본 웹 브라우저 2

메신저 Facebook Messenger 3

벤치마크(계산작업) GeekBench 3

이미지 뷰어 기본 사진 갤러리 4

오피스 프로그램 PDF Viewer 4

표 3. 실험에 사용된 App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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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8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App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Class가 나누

어지는 기준은 App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App

개발 시 Class를 정해주거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해주어야 한다. 사

용자는 App의 Class를 정함으로써 Unfocused App에 대해 F-DVFS나

F-DR을 적용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F-DVFS와

F-DR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Class를 정하였다.

5.2 F-DVFS 및 F-DR의 성능 실험

먼저 F-DVFS와 F-DR 자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App의 Class

그림 16. 대표 App에 대한 F-DVFS 및 F-DR 적용 시 소비 전력 측정



- 28 -

와는 상관없이 모든 대표 App에 대하여 제안 기법을 적용 및 비교하였

다. 그림 16은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NANS 프레임워크에

서의 소비전력과 F-DVFS와 F-DR 기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 그리고 두

가지 기법을 동시 적용했을 때의 평균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에 사용된 대표 App은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실행되며 스마트폰에는

Trepn Power Profiler가 실행되어 focus를 가지고 있다. 즉, 소비전력 절

감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 App은 Unfocused App이다.

App의 작업량 즉, CPU 부하에 따라 기존 NANS 프레임워크에서 소비

하는 전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실험은 App의 30초 수행을 10번

반복하여 평균을 낸 것이며 오차범위는 200mW이다. F-DVFS를 적용하

면, Unfocused App의 작업량에 상관없이 해당 App이 맵핑된 CPU는 최

저 주파수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6과 같이 어떤 App에 대해서

도 F-DVFS가 적용되면 평균 2457mW의 전력만을 소비하는데, 이는 최

저 주파수로 동작하는 CPU의 소비 전력에 Trepn Power Profiler가 소비

하는 전력 만큼만을 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PU 부하가 큰

App일수록 F-DVFS로 절감되는 소비 전력이 크다. 그래프의 가장 오른

쪽 벤치마크 App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벤치마크 App은 많은 계산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CPU 부하가 크고 그만큼 기존 소비 전력이 크다.

그만큼 절감되는 전력량이 많고 실험에서 기존 4184mW에서 2542mW로

1642mW(56.6%)만큼 소비 전력이 감소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법을 완전히 적

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장치의

Refresh Rate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에 MHL과 Miracast에는 0Hz 혹은 60Hz으로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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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cused App이 맵핑되었을 때 refresh rate를 0Hz으로 바꾸고 App이

다시 Focus 되었을 때는 60Hz로 바꿈으로써 대략적인 효과를 확인하였

다. 서론에서 NANS 소비전력을 분석한 결과 App을 외부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데에 필요한 평균 소비 전력은 약 1200mW이다. 실험 결과 그

림 16에서 F-DR을 적용하였을 때, 모든 App에 대해 기존 소비 전력보다

평균 720mW 감소하였다. 이는 Unfocused App의 화면 업데이트를 일시

정지하여 외부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전력을 감소시킨 것이다.

App의 Class에 따라 전력 절감 기법 적용을 달리하여 NANS 프레임워

크의 소비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App을 선택하여

동시 수행할 때의 평균 소비 전력을 측정하였다. 표 3에 나열된 8개의 대

표 App에서 모든 가능한 App 조합에 대해 수행하고 Class 조합에 따라

그림 17. 조합된 App의 Class에 따른 제안 기법의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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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평균을 냈다. 그림 17은 실험에 대한 결과 그래프인데, x축은

선택된 두 App의 Class 조합을 나타낸 것이며 y축은 각 조합에서의 전체

소비전력 평균이다. 예를 들어 ‘1+2’는 두 개의 App을 각각 Class 1과

Class 2에서 하나씩 선택한 것이며, 이는 ‘2+1’과 같기 때문에 ‘1+2’로 통

합하였다. 이 실험에서도 두 App은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각각 실행

되며 스마트폰에 Trepn Power Profiler가 실행되어 focus를 가지고 있다.

즉 3개의 App이 동시 수행되며 외부 디스플레이에 맵핑된 2개의 App은

Unfocused 상태이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App의 Class에 따라

F-DVFS와 F-DR의 적용 여부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므로 App의 조합에

따라 소비 전력 절감 효과도 차이가 난다. Class 1인 App으로만 조합된

경우 전력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고 App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 감소

량이 없다. F-DVFS와 F-DR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Class 4인 App으로

만 조합된 경우가 가장 큰 전력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었고 실제로는 두 번째로 큰 수치(42.4%)만큼 전력 감소 효과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전력 감소 수치를(54.7%) 보인 Class 3끼리의 조합은 대표

App 중 벤치마크 App이 포함되어있어 평균 CPU 부하가 크기 때문에

F-DVFS로부터 큰 전력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Class 3가 포함된 그

래프가 기존 NANS 프레임워크에서 소비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Class 2와 Class 3가 포함된 그래프는 각

각 F-DR과 F-DVFS가 적용되어 전력 감소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기법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평균 31.9% 절감 효과를 가짐을 보였다.

전력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NANS 프레임워크가 실제 스마트폰에서 사

용되었을 때 얼마만큼 전력절감 효과를 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NANS 프레임워크를 탑재한 스마트폰과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비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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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Class에 따른 기법 성능 측정 실험에서 절감된 전력 평균과 가장

유사했던 비디오 플레이어와 이미지 뷰어 그리고 프로파일러를 3가지 대

표 App으로서 동시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잔류 배터리 량을 측정하였다.

데이터 포인트 저장을 위해 잔류 배터리 량이 10%가 되면 실험을 종료하

였다. 그림 18에서 기존 NANS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스마트폰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90분 정도였으나, 제안된 전력 절감 기법을 동시 적용하였을

때는 약 30% 증가한 112분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전력 절감 기

법이 실제 스마트폰에서 NANS 기술사용 시 배터리 지속 시간을 향상 시

킬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18. 기존NANS프레임워크와제안기법을적용한프레임워크의배터리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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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NANS 프레임워크의 전력소비량을 측정하여 NANS 프

레임워크에 전력소비 최적화가 필요함을 보였고, 기존의 방법들로는 한계

가 있음을 보았다. 이에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DVFS 알고리즘

인 Focus-Centric DVFS를 제안하였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화면을 전송하

는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기법을 제안하였다. Focus-Centric DVFS를 통해 평균 전체 소

비 전력의 43.8%의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Focus-Centric Display

Refresh를 통해 평균 720mW의 소비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그림 19. 온도에 따른 소비전력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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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NANS 프레임워크를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3개의 App을 실행시켰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배터리 지속시간을 30% 증

가시킴을 보였다.

또한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P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력도 함께 상승된다. 이는 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온도 상승에

따른 전력 손실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발열과 소비전력의 관계를 고

려하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는 발열에 따른 리소스 제한이 일어나

QoS(Quality of Service)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온도제어 기

법과 리소스 관리 기법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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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S(N-App N-Screen) technology is the world’s first

multi-screening technology that a mobile device can display multiple

applications (N-App) on multiple screens (N-Screen) at the same time

and get user’s input from each display. As mobile devices use battery

for their mobility, it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power management

technique to use limited energy longer. In this paper, I introduce

NANS framework which implements NANS technology on Android

mobile platform and propose two power management techniques

considering user characteristics for NANS framework for the first

time. A user can focus on only one app in a time window and spend

most time on the app even there are multiple apps on multiple

screens.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 we can change N-tasks

problem into a single-task-wise problem in a focusing time window.

Focus-Centric DVFS Algorithm reduces CPU power consumption by

means of limiting frequencies of CPU cores where unfocused apps’

processes are mapped. Focus-Centric Display Refresh reduces display

power consumption through pausing frame updates and changing

refresh rates from 60Hz to 0Hz of the external displays where

unfocused apps are mapped. With these methods, the power

consumption of smartphones with NANS framework is reduced 31.4%

on average and the battery remaining time is increased as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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